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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인과 초콜릿 복근, 그리고 청소년 성인병 등 체중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전문 헬스트레이너

가 아닌 가정에서 운동을 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체중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운동의 효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동스케줄이 생성되는 체중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건강관리(Health Management), 체중관리(Weight Management), 웹기반(Web-based)

I. 서론

[1]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의 비만은 과거 성인층에 많았지만 현

재 어린이와 청소년층으로 하향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

년 식생활과 활동성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

은 점점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듯 최근 

체중관리의 중요성의 대두로 인해 전문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 일

반 사용자들이 전문 지식 없이 가정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의 

효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

에게 운동 정보를 제공하고 스케줄을 생성해 주고 자신의 BMI 수
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2]는 건강관리를 위한 웹 기반 개인운동처방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이 시스템은 건강관리를 위한 웹 기반 개인운동처방 시스템

을 구현하였는데, User password file, Report file, Module, DB 
file, Graphic file, Index file, Chart file의 7분야 약 250여 개의 

파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

동프로그램 실행여부를 기록하게 하고 누적자료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3]은 [1]의 사회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디지

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사용자

가 개인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 결과에 따라 체력수준 정도

를 예측하고 맞춤운동처방전과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

합하다 하였다.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프로그램은 회원 가입 시 키와 체중을 입력받아 BMI수치계산

법으로 계산 후 총 6가지의 비만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과

정을 거친 후 등급에 따른 카운트 값을 가지게 된 후 관리자가 입

력해놓은 식단과 운동 Data값에 입력되어 있는 카운트 값과 비교

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스케줄을 생성한다. 스케줄 생성 

부분을 거쳐 사용자에게 맞는 스케줄이 운동 스케줄 모듈에 입력

되고 수정이 가능하다. 스케줄 모듈에 저장된 스케줄은 운동 체크 

부분모듈에 동일하게 저장고 하여 그래프를 통하여 목표 그래프와 

실제 수행 그래프를 막대그래프로 표시된다. 자가진단 모듈은 최

초 회원 가입 시 입력된 키 값과 체중 값을 이용하여 막대그래프

로 구현 되고 몸무게 값을 수정하면 비만등급으로 그래프와 함께 

출력되며 스케줄 자동생성에 사용된다.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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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 환경은 jdk-6u18-windows-i586과 jdbc 
(mysql-connector-java-5.1.10)로 mysql을 연동하였으며, 테스트 

환경은 Windows XP의 OS와 Inter Core(TM)2 Quad CPU 
2.40Ghz, 3.25GB의 램에서 실험하였다. 또한 익스플로러 8.0에서 

실험하였으며, 1280X102  해상도를 사용하였다. 회원가입을 통해 

키와 체중을 입력하게 되면 한 달분의 스케줄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운동스케줄 모듈에서 생성된 스케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는 한 달분의 스케줄이 자동으로 생성된 모습이다. 
한  달치 스케줄을 15일씩 나눠서 보여주고 있으며 달력에서 날짜 

클릭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날짜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하단 스케줄 표에서 클릭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금일 날짜는 색에 

차별을 주었다.

그림 2. 스케줄 생성 완료화면

그림 3은 스케줄 선택화면이다. 스케줄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취향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된 스케줄은 

저장을 하면 운동체크와 스케줄에 수정된 값으로 반영이 된다.

그림 3. 스케줄 수정 화면

이와 같이 사용자는 스케줄을 확인하고 스케줄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받는다. 운동을 한 사용자는 운동체크 

모듈에서 금일 운동에 따른 스케줄 소모량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4는 운동체크 모듈에서 OX버튼을 통해 운동 유무를 

선택한 후 저장을 하면 운동유무체크 표에 운동유무와 섭취유무가 

OX로 표시가 된다.

그림 4. 운동 유무 체크

체크를 하고 나면 체크된 데이터 값이 칼로리 그래프에 반영이 

되는데 파란색 막대는 스케줄을 그대로 이행했을경우에 소모가 되

는 칼로리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붉은색 막대는 사용자가 

OX버튼을 이용해 선택하여 입력된 칼로리가 막대그래프로 표현

이 됨에 따라 비교를 할 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 칼로리 비교 그래프

운동체크를 완료한 사용자는 자가진단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의 

변화된 체중을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체중은 신체질량지수(BMI) 
계산법을 이용하여 판정을 하게 되고, 판정된 등급은 아래에 기준

에 맞게 등급에 따라 차별화 된 색으로 표시가 되며,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는 자신의 체중을 입력

하여 자신의 비만도 변화를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체중이 입력되어 변경된 비만 등급은 회원정보에 저

장이 되며 다음 스케줄 생성 시 반영이 되어 등급에 따라 변경된 

스케줄이 생성되게 된다.

그림 6. 비만 변화 그래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0. 7)

339

그림 6은 체중등록을 통해 입력된 값이 막대그래프와 퍼센테이

지로 표시되는 화면이다. 

IV. 결론

제안한 시스템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웹 기반에서 운동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맞춤 운동 

스케줄과 운동 실시에 따른 비만도의 변화 등의 정보를 통계적으

로 사용자에게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현하였다. 그러나 잘못

된 데이터 값의 입력으로 통한 제대로 되지 않은 스케줄이 생성되

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 정보를 입력을 해 두

어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제 체력을 측정하는 시스템과 연

계하여 운동 처방을 기록하는 시스템에서 운동 프로그램과 더블어 

각종 식습관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확장 시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동 처방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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